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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2 통합형(중기중,코트라 외)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주)코이코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 중인 통합형 수출바우처 사업의 수행기
관으로 선정된 (주)코이코는 해외 전시회 참가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안내드립니다.

3.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수행기관 코이코를 확인하시고, 해외 전시회 수출
바우처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귀사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첨 1. 수출바우처 사업 안내문 1매
유첨 2. 2023 코이코 진행 예정 해외 전시회 리스트 pdf 1매
  
                                                              -끝-  

KOREA EXHIBITION COMPANY 



유첨 1. 수출바우처 사업 안내문

안녕하세요!

해외 전시회 주관사 코이코입니다. 코이코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시는 참가사들의 해외 시장 판로 개
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활
동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신 개념 수출 지원 사업 플랫폼입니다. 또한 바우처를 획득
한 참가사는 수행사를 통해 전시회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바우처 사용 방법: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으로 
수행기관 검색 및 선정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peform/peformList?pageNo=1&peform
OrgApplySeq=&active_menu_cd=EZ004005000&s_kor_comp_nm=%EC%BD%94%EC
%9D%B4%EC%BD%94&pageUnit=10 수행기관 코이코 

(2) 신청 대상: 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코트라, 
중진공, 기타 기관의 수출 지원 사업의 바우처를 획득한 업체), 다만 동일 전시회로 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지원금 중복 수령은 불가)

(3) 지원 내용: 획득한 바우처에 따라 항공임, 현지 체재비, 통역비 등 일부 항복을 
제외한 바우처 협약 기간 내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 참가 직접 경비, 전시품 편도 운반비 
및 전시회 참가 관련 마케팅 서비스 이용 비용

(4) 지원 한도: 기업에서 획득한 통합형 수출바우처 형태에 따름(약2,800만원 ~약
10,000만원) 

(5) 문의처: 코트라 1533-4323/ 중기중 055-752-8580 

아래 유첨 함께 전달 드리는 2023년 코이코 진행 해외 전시회 목록을 참고하시어, 수출
바우처 사업 활용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첨 2. 23년 코이코 해외 진행 전시회 일정(예정)


